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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종사자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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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종사자가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고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
며,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유형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서울시 소재 00병원종
사자 25-50세 60명에게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진술문 70문장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병원종사자들이 의료기관인증제에 인식
은 3요인 6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 유형은 ‘업무비효율성과 갈등’, ‘직무
기준의 향상’, ‘업무폭주에 따른 강박감’, ‘직무의 긍정적 평가’, ‘상향적 업무인식도 변화’, ‘비효율적
준비로 인한 부담감’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인증제를 준비하는 병원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하는 데 필요한 중재방안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는 향후 의료기관인증제의 안정적 정착과 병
원종사자들의 평가 관련한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양적,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병원종사자, 의료기관인증제, 주관성, 종합병원, 간호사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ubjectivity for the categorization of hospital accreditation with
whom hospital workers. The study has utilized Q Methodology. 60 hospital workers, with more than 1 year
of experience at hospitals located in Seoul, were asked to classify 70 statements on the percep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QUANL PC Program. In this study, the types of hospital accreditation
with whom experienced hospital workers with were categorized into 6 types: ‘Job inefficiencies and
conflicts’, 'Improving job criteria', ‘Tightness according to job congestion’, ‘Positive evaluation of the job’,
‘Job awareness upward change’, ‘pressure due to inefficient ready'. This study has provided the baseline
data for arbitration scheme is required to seek the direction of hospital accreditation. And it could be find
a way to establish stable hospital accreditation and reduce job stress of hospital workers, resulting in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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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인증제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
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환자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료기관평가로부터 2009년 실시되었으며, 2013년부터
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까지 실시하고 있다[1].
의료기관인증제의 인증기준은 ‘환자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인 가치로 설정함으로써 개별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있다[1].
의료기관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제도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긍정
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Cha[2]의 연구에서 인증제도는 매개변수인 의료서비스지향성, 혁신성,
조직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병원 경영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Shin[3]의 연구는
인증평가 후 조직문화, 직업만족, 환자안전 및 경영성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조
직문화, 직업만족 및 경영성과가 환자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의료기
관인증제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각 병원 종사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각 병원조직은
의료기관인증제 기간 동안 업무가 과중되고, 경우에 따라 서류작업 과중, 평가 기간 중 일시적인
대처 등으로 인해 평가 제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4]. 부정적 태도는 병원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업무 과부하,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업무 의욕의
상실로 이어졌고, 심지어는 평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부서를 떠나거나 사직하고 싶다는 충동을 갖
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나타나고 있다[5].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주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연구로 병원 직원들의 인식과 직무 스트레스 조사[6], 이와 관련된 간호사
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연구[4, 7], 혹은 의료기관인증제 및 의료기관평가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였
다[8-10].
이러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연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양적연구방법을 사용하기에 전문가들이 도출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기에 어느 정도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에 어느 특정 전문가 집단만을 대상으로 인식에 대하여 연구하기에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하여 병원종사자들의 입장과 견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인증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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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병원종사자들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
형과 유형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병원종사자들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한다.
2) 병원종사자들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기술하고 설명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인증제 대한 문헌, 미디어 자료와 선행 연구를 고찰 한
후 의료기관인증제를 수행한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유
형을 보는 주관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2.2 Q 모집단 및 Q 표본 선정
Q 모집단은 현재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문을 추출하기 위하여 국내외관련문헌 고찰과 개방형 질문지, 개
별 심층면담 등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3개 영역, 250개의 Q 모집단을 도출하
고 이 외에도 국내외 관련문헌 고찰을 통해 수집된 문헌 통합하여 총 150여개의 Q 모집단을 추출
한다. 본 연구의 추출된 Q표본을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거쳐 변별력이 높은 최종 70개의 표본을 선
정하였다.

2.3 P표본(p-sample) 선정방법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 개
인의 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연구이며 P 표본이 커지면 한 인자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
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소 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한다. 본 연구의 P 표
본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종
자들로써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총 60명을 선정하였다.

2.4 Q분류 및 자료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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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류과정은 P표본으로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이 Q표본의 진술문을 가지고 강제 정상분포 방법
으로 분류함으로써 각 개인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자발적 정의를 만드는 과정이다. OO병원 종
사자 60명을 대상으로 Q카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한 사람이 Q-분류를 완성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대부분 30-45분이었다. Q 표본의 분포도는 연구 대상자들이 Q표본으로 선정
된 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강한 긍정부터 강한 부정까지 분류하였다. 의료
기관인증제에 관한 진술문(Q1)은 15점 척도 상에 분류하였다. 그 후 양극단에 분류된 진술문과 관
련해 대상자와 추후면담을 시행하였다. Q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varimax)방법을 이용하였다. 유형의 분류는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
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와 총 설명 변량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
표본 분포표에 강제 분포된 카드를 중심으로 -7에 1점, 중립 0에 8점, +7는 15점 등으로 각각에 부
여된 변환점수를 점수화 하였다. 부여된 변환점수를 Q 표본 번호순으로 코딩하여 QUANL PC
Program에 의한 주 인자요인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2.5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전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설
명하였다. 피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피험자의 사생활, 개인정보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자료 분석 전체 과정에서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하고 코드화하여 Q
sorting 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과 유형별 특성
3.1.1 Q유형의 구조
QUANL pc program을 이용하여 병원종사자들이 의료기관인증평의 인식효과에 대한 주관성을
Q-요인분석 한 결과 6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3.1.2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유형별 특성
병원종사자들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각 유형에 속한
진술문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P 표본(연구참여자)의 Q 반응은 상위 문항과 하위
문항으로 구분하여 3가지 요인을 추출하였다. Q 방법론에서는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 중 인자가중
치(factor weight)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유형을 대표하는 전형적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임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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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의료기관인증제에 관한 각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분류된 진술문의 문항 중 표준점수
(z-score)가

±1.00 이상인 진술문을 중심으로 하여 의미를 부여해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자

가중치가1.0 이상인 사람이 제 1유형에 20명, 제 2유형에 1명, 제 3유형에 3명 속해있었다[.
PC QUANL program을 이용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을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요인으로

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54.25%를 설명하였다. 제 1요인은 44.00%, 제 2요인은 6.50%, 3요인은 3.77%
으로 나타났다. 제 1요인이 44.0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인증제를 가장 많이 설명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Table 1]. 전체 조사대상자 60명 가운데 1요인에 속하는 사람은 34명, 2
요인에 속하는 사람은 17명, 3요인은 9명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인증제 유형 3개
요인에 대해 상위문항과 하위문항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지 않고 요인을 서로 다른 2개의 유형으로
해석하였다. 실제 음과 양은 하나의 자연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본 것이다
[11]. 각 요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집단을 의미한

다.
[표 1] 고유값, 변량, 누적확률
[Table 1]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Ⅰ

Type

Ⅱ

Type

Ⅲ

Eigen Value

26.3978

3.8996

2.2615

Variance(%)

.4400

.0650

.0377

Cumulative

.4400

.5050

.5425

3.1.3 유형별 분석
이와 같은 유형분석 방법에 의해 산출된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주관성 유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3.1 업무비효율성과 갈등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이었고, 간호사 31명과 행정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1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의사나 다른 직종에 비해 간호사의 평가준비 업무
부담이 많아, 간호사만 주로 준비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듬(Z=2.23)’, ‘병원 인증이나 평가가 간호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간호사들은 준비하고 정리하고 연습하고 많은 일을 해야 했음
(Z=1.72)’, ‘인증평가준비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연장됨(Z=1.63)’ 이었다[Table 2]. 제1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42번 대상자(Z=2.03)가 가장 동의한 진술문은 14번, 50번, 16번이었다. 제 1유
형의 특성은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준비를 하는 것이 업무부담, 부서 간 갈등 및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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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감이라 하였다. 따라서 제 1유형을 ‘업무의 비효율성과 갈등’으로 명명하였다.

[표 2]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대표적인 문항과 Z-score
[Table 2] Q-statements on hospital accreditation type of representative items and Z-scores

(N=60)

Representative items of type
Factor

Type

No
14

Type
Factor

1

1
(N=34

Type
2

Type
Factor

3

2
(N=17
)

Type
4

간호사들은 준비하고 정리하고 연습하고 많은 일을 해야

16
41

했음
인증평가준비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연장됨
자주 바뀌는 업무규정으로 업무스트레스가 심하였음
인증평가 받는 중 대답을 잘 못해 전체에 피해가 갈까

Z-scor

13.18(1.758)

e
2.23

11.91(1.974)

1.72

11.85(2.123)
11.76(2.222)
11.64(1.884)

1.63
1.63
1.61

3.97(2.580)
4.00(2.000)
3.82(2.038)
4.12(2.205)
5.06(3.041)
12.24(1.522)

-1.78
-1.74
-1.73
-1.60
-1.41
2.03

부담스러웠음
간호사의 적정인력 확보의 기회가 됨
직원의 근무 여건 향상됨
평생직장으로 인식 됨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이 단축됨
인증평가는 병원이나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

17

과다로 시간외 근무가 자주 발생함

22
32
16
31
48
52
66
57
38

평가준비로 압박감을 경험함
평가기준이 적은 부서로 이동을 하고 싶었음
인증평가준비로 직원의 근무시간이 연장됨
평가준비로 피로감 누적되었음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이 단축됨
평가 후 환자의 의료수준 인정으로 수입증대 확보됨
평생직장으로 인식 됨
직원의 근무 여건 향상됨
직원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음
질 향상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을 맞추는 기반을
마련함

11.94(1.638)
11.94(1.478)
11.24(2.705)
11.12(2.233)
3.88(3.080)
4.35(2.548)
4.06(1.713)
4.06(1.713)
4.35(2.149)
12.44(2.242)

1.96
1.85
1.72
1.53
-2.12
-1.85
-1.85
-1.85
-1.72
2.27

Type

5

직원의 환자안전인식과 대처능력이 향상됨

12.00(3.202)

2.19

5

60
2
53
25
48
41
32
15

인증 후 구성원의 자긍심과 성취감이 향상됨
직원안전 확보 및 직원만족도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됨
환자진료 적절성이 향상됨
평가준비로 이직하고 싶었음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이 단축됨
자주 바뀌는 업무규정으로 업무스트레스가 심하였음
평가기준이 적은 부서로 이동을 하고 싶었음
기준의 최대치에 맞추기 위해 직원에게 장시간 준비를 시킴

9.56(4.586)
10.00(4.000)
11.11(1.161)
3.67(1.732)
3.67(2.915)
5.56(2.789)
4.67(1.658)
5.33(2.646)

1.74
1.62
1.54
-2.12
-1.97
-1.64
-1.54
-1.50

3
(N=9)
Type
6

94

Mean(SD)

8
57
66
48
28

9

Factor

의사나 다른 직종에 비해 간호사의 평가준비 업무 부담이
많아, 간호사만 주로 준비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듬
병원 인증이나 평가가 간호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50

35

)

Representativ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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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직무기준의 향상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이었고, 간호사31명과 행정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 2
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간호사의 적정인력 확보의 기회가 됨(Z=-1.78)’, ‘직
원의 근무 여건 향상됨(Z=-1.74)’, ‘평생직장으로 인식 됨(Z=-1.78)’ 이었다[Table 2]. 제2유형에서 인
자가중 치가 가장 높은 58번 대상자(Z=-.57)가 가장 동의한 진술문은 8번, 57번 및 66번이었다. 제2
유형의 특성은 의료기관인증제를 통해 환자위주의 진료, 근무여건의 향상,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성취감은 평생직장으로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2유형을 ‘직무기준의 향상’으로 명명하였
다.

3.1.3.3 업무폭주에 따른 강박감
제 3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17명 이었다. 제 3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
은. ‘과다로 시간외 근무가 자주 발생함 됨(Z=2.03)’, ‘평가준비로 압박감을 경험함(Z=1.96)’, ‘평가기
준이 적은 부서로 이동을 하고 싶었음(Z=1.85)’이었다[Table 2]. 제 3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60번 대상자(Z=1.25)가 선택한 진술문은 17번, 22번, 32번 이었다. 선택한 이유는 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익숙지 않고, 평가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 증가로 시간외 근무가 자주 발
생함. 제3유형의 특성은 의료기관인증제를 통한 시간외근무, 부서 간 갈등 및 개인적 압박감을 경
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3유형을 ‘업무폭주에 따른 강박감’으로 명명하였다.

3.1.3.4 직무의 긍정적 평가
제 4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17명 이었다. 제 4유형의 대상자가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
은 내용은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이 단축됨(Z=-2.12)’, ‘평가 후 환자의 의료수준 인정으로 수입증대
확보됨(Z=-1.85)’, ‘평생직장으로 인식됨(Z=-1.85)’이었다[Table 2]. 제4유형에서 인자가중 치가 가장
낮은 45번 대상자(Z=.54)가 가장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48번, 52번, 66번이었다. 선택한 이유는 “의
사나 다른 직종에 비해 간호사의 평가준비 업무 부담이 많아, 간호사만 주로 준비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듬”, “병원 인증이나 평가가 간호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업무를 준비하고 정리하고 연
습하고 반복하여야 했음” 이었다. 제4유형의 특성은 의료기관인증제 이후 환자편의 증대, 진료수익
발생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자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4유형을 ‘직무의 긍정적 평가’으
로 명명하였다.

3.1.3.5 상향적 업무의 인식 변화
제 5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9명 이었다. 제 5유형에서 가장 강한 긍정을 보인 진술문은 9
번 ‘질 향상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적절한 기준을 맞추는 기반을 마련함(Z=2.27)’, 5번 ‘직원의 환자
안전인식과 대처능력이 향상됨(Z=2.19)’, 60번 ‘인증 후 구성원의 자긍심과 성취감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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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74)’ 이었다[Table 2]. 제5유형의 인자가중 치가 가장 높은 48번 대상자(Z=2.57)였다. 가장 긍정
을 보인 진술문은 9번, 5번, 60번이었다. 제 5유형의 특성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 및 직원
의 환자안전에 대한 의식 고취 및 높은 성취감을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5유형을 ‘상향적
업무의 인식변화’으로 명명하였다.

3.1.3.6 비효율적 준비로 인한 부담감
제 6유형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9명 이었다. 제 6유형의 가장 강한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25
번 ‘평가준비로 이직하고 싶었음(Z=-2.12)’, 48번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이 단축됨(Z=-1.97)’, 41번 ‘자
주 바뀌는 업무규정으로 업무스트레스가 심하였음(Z=-1.64)’ 이었다[Table 2]. 인자가중 치가 가장
낮은 31번 대상자(Z=.53)였다. 가장 부정을 보인 진술문은 25번, 48번, 41번으로, “의사나 다른 직종
에 비해 간호사의 평가준비 업무 부담이 많아, 간호사만 주로 준비를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듬”, “병
원 인증이나 평가가 간호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간호사들은 준비하고 정리하고 연습하고 많은
일을 해야 했음” 이었다. 제 6유형의 특성은 의료기관인증제로 업무규정의 변화가 잦고 환자의 권
익을 위한 규정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감 증가로 이직에 대한 고려를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 6유형을 ‘비효율적 준비로 인한 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4. 논의
본 연구의 결과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 유형은 제 1유형인 ‘업무비효율성과 갈등’, 제 2
유형인

‘직무기준의 향상’, 제 3유형인 ‘업무폭주에 따른 강박감’, 제 4유형인 ‘직무의 긍정적 평

가’, 제 5유형인 ‘상향적 업무인식도 변화’, 제 6유형인 ‘비효율적 준비로 인한 부담감’ 으로 파악되
었으며, 이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1유형은 ‘업무비효율성과 갈등’ 이었다. 인자 가중치를 1.57로 높게 나타
낸 42번 대상자는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해 “인증평가가 간호현장과 밀접하여 간호사들이 대부분 평
가준비를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에 비해 간호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평가로
인해 부서이동을 원하지는 않지만 적정인력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자신의 선택
이유를 설명하였다. 41번 대상자는 “평가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항목이 있어 업무가 폭주
된다”라고 하였다.
제 2유형은 ‘직무기준의 향상’이었다. 인자 가중치를 .57로 가장 낮게 나타낸 58번 대상자는 의
료기관인증제에 대해 “의료기관인증제를 통해 직원 간 공통적인 업무규정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28번 대상자는 “환자의 권리가 대두되면서 진료의 설명 및 안전의 여러 부분이 추가
되어 준수사항의 증가로 업무의 증가가 있었지만, 업무증가에 따른 적정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를 재조정하며 직종별 업무기준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설
명하였다. Yeun[12] 의 연구에서 환자안전과 질은 303.1점에서 328.2점으로 25.1점 증가하여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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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7.28, p<.000). 하부요인에서는 감염관리 영역(3.7점), 지속적인 질
향상 영역(3.1점),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영역(2.6점),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영역(2.5점) 순으로
증가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도 병원 종사자들 또한 의료기관인증제가 직무기준을 향
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 3유형은 ‘업무폭주에 따른 강박감’이었다. 인자 가중치를 1.25로 높게 나타낸 60번 대상자는
“인증 통과에 대한 부담감으로 근무시간의 증가로 탈진과 압박감을 경험함, 평가에 대한 투자와

비용이 병원에 큰 부담이 되나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환자 증대가 없어 병원수익 증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22번 대상자는 “평가 준비가 힘들었고 평가 규정대로는 업무절차가 복잡하다. 규정에 맞
추는 간호를 하면서 회의적이고 박탈감이 많이 느꼈다. 평가 시 인터뷰에 대한 부담감과 공개적으
로 들어나는 압박감이 있다”라고 하였다.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의료기관 근무자들의 인식 및 태
도에 대한 연구에서 병원근무자들이 인증제 준비로 인해 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업무강화로 인
한 연장근무, 인증제 준비로 인한 추가업무 부담, 물품 및 재정 지원 부족, 인증제의 부가적 업무
준비로 인한 본인 업무 소홀, 업무 분장 시 부서 간 마찰 등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스트
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는데[13],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제 4유형은 ‘직무의 긍정적 평가’이었다. 인자 가중치를 .54로 낮게 나타낸 56번 대상자는 “병원
환경의 개선이 이루졌으나 고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환경이나 시설 전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음.
평가준비가 잘 될수록 환자진료대기시간이 단축됨”, 33번 대상자는 “인증기준에 맞는 시설 개선의
노력으로 환경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규정에 맞은 근무는 조직 몰입도를 증가시켰으며, 평가준비
로 병원에 대한 애착에 생김”이라고 말한다. Yeun[12]의 연구 또한 조직몰입은 57.9점에서 60.5점
으로 2.7점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제 5유형은 ‘상향적 업무인식도 변화’이었다. 인자 가중치를 2.57로 높게 나타낸 48번 대상자는
“인증준비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알고, 환자에게 적절하게 적용하게 되어 간호 질 향상

이 이루어졌음”, 39번 대상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환자 질 향상과 환자안전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Lee의 연구[14]에서 ‘의료기관인증제를 통해 병원 전체 의료
지식이 병원교육에 의하여 더 향상되었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보인 결과와 같은 맥락에
서 이해할 수 있다.
제 6유형은 ‘비효율적 준비로 인한 부담감’이었다. 인자 가중치를 .53로 낮게 나타낸 31번 대상
자는 “평가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 시 업무가 과중되어 시간외 근무가 많이 발생함”, 7번 대상자는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이 줄지 않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았던 것 같

다.” 라고 말한다.
본 연구는 병원 종사자들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여 6가지 유형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인증제를 준비하는 병원들이 인증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인증
제에 대한 계획, 인적관리 및 조직 관리에 효율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4년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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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
며, 더불어 병원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취감을 성취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준비되
고 개인적 책임이 드러나지 않은 다양한 진행방법과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여 분석한 주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인증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를 마련하고자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3요인 6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의료
기관인증제에 관한 유형은 ‘업무비효율성과 갈등’, ‘직무기준의 향상’, ‘업무폭주에 따른 강박감’,
‘직무의 긍정적 평가’, ‘상향적 업무인식도 변화’, ‘비효율적 준비로 인한 부담감’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의료종료사자에게 ‘직무기준의 향상’, ‘직무의 긍정적 평가’, ‘상향적 업무인식도 변화’ 으
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여 효과적인 인증준
비와 업무효율화를 위한 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의료기
관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준비와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직종별 및 부서
별 개별화된 중재 방안마련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의료기관종사자들의 의료기관인증제를 인
식하는 유형에 대한 사정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인증제에 대한 여러 부
서별 직종별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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